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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구성암석은 유문암질 응회암이며 소량의 응회각력암과 대체석인 세립질 화강암이 혼용되었다. 석탑과

금성산의 유문암질 응회암은 암녹색 내지 녹회색의 유리질 기질에 K-장석과 석 의 반정, 압축 신장된 피아메, 소량의 암편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암석들은 기재적 특징,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에서 양자 간 유사성이 인정되어 서로 동일한 암석

이다. 석탑은 균열, 박리박락 등과 같은 물리적 손상과 변색 및 생물학적 오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석탑전면에걸쳐흑색및갈색변색이나타나며, 4층및 5층옥개석의하부에는3~5겹의층상박리박락과입상분해등이발달하여

심각한 상태이다. 석탑 구성석재의 물성은 금성산의 신선한 응회암을 기준(1등급)으로 했을 때 2등급에서 5등급까지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있으나대부분은3등급과4등급에집중되고있고, 평균물성은3등급으로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암석의물성은남측면과

서측면이낮았고, 서측면은박리및균열, 입상분해등에의해5등급의점유율(10개, 11.9%)이높게나타났다. 현재석탑의일부부재는

원형을알아볼수없을정도로훼손이심각하여정 훼손도진단과지속적인모니터링, 보존처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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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까지공학및자연과학분야에서석조문화재의물

성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최희수 외

2006; 조 훈 외 2007; 전유근 외 2008; 이선명 외 2010;

2011; Fitzner and Heinrichs 2004), 구성재질의 지질 및 암

석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및 구축된 비파괴 평

가기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 석조문화재는 재질

의다양성, 상대적풍화도, 생물침해등에따라표면의산

출상태가 매우 다양하여 석재의 정량적 내구성 평가가

어려워 보존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의 축적이

시급하다.

석조문화재의 비파괴 진단 역에서 초음파 탐사는

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나, 암석의다양한재

질및풍화상태에따른효과적인초음파측정기법연구

가요구되고있다. 초음파탐사방법은현재까지주로콘

크리트 분야에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이 불균

질한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석조문화재에

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권성덕 1986; 오병환 외 1999;

임서형과 강현식 2001; 임홍철 외 2002; Turgut and

Kucuk 2006). 따라서국내석조문화재의실정에맞는적

합한탐사방법의구축과이를통한표면풍화도평가기

법개발을위한연구가반드시선행되어야할것이다.

최근 이찬희 외(2009)는 초음파탐사의 정량적인 평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석조문화재 재질에 적합한 탐사

방법을 설정하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 다. 이 실험에서는 석조문화재의 초음

파탐사에 적합한 탐촉자 및 접촉매질을 선정하고, 암종

별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초음파속도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등 정량적

평가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석조문화재에 현장 적용한 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존대책 수립이 시급한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을 대상으로 구성암석과 추정 산지의

노두를 대상으로 암석학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석재의 성인적 동질성을 검토

하 다. 이를근거로추정산지의암석을기준으로초음파

탐사의 평가조건을 설정하고 초음파 물성분석을 실시

하여 풍화도를 평가하 다. 이 결과는 풍화훼손도 평가

에 대한 연구결과와 함께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보존

처리 및 복원용 석재의 선정과 보존방안을 수립하기

위한과학적증거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현황및연구방법

1. 현황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국보 제77호)은 경상북도 의성

군 금성면 탑리리의 중앙선 철도변 높은 대지위에 서 있

으며, 인근에금성산이위치한다<그림1a>. 이석탑은통

일신라시대의 오층석탑으로 높이가 9.6m이며 벽돌모양

으로쌓아올린전탑과목조건축의수법을동시에보여주

는특이한구조로단층기단위에5층의탑신부를구성하

다. 1층 탑신이 높고 2층부터는 높이가 급격히 감소하

는형식으로1층탑신의남측면에감실이설치되어있고

상륜부에는노반만남아있다.

기단과탑신부에조각된우주와탱주에는목조건축의

양식을 따른 흔적이 남아 있으며 1층 탑신에 민흘림이

있는 네모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는 주두(柱頭)의 형태

를 조각하 다. 각층의 옥개석은 전탑의 구조를 모방하

여 위ㆍ아랫면 모두 층급형으로 조성하 으며 윗면이

6단, 아랫면이5단으로구성되었다. 이석탑은경주분황

사 모전석탑(국보 제30호)과 함께 통일신라 전기의 석탑

양식을연구하는귀중한자료이다(박흥국1998).

석탑은 전체적으로 박리박락, 입상분해, 균열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훼손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훼손은

4층과 5층 탑신 및 옥개석에 집중되고 있다<그림 1b>.

또한 부재의 표면은 전반적으로 흑색, 갈색 등으로 변색

되었으며, 다양한 변색현상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1c>. 이외에도석탑에는기단부의각면과모서리

에 서로 어긋난 이격이 발생하여 석탑 전체에 구조적 안

정성이의심된다<그림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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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이연구에서는의성탑리리오층석탑의재질특성을밝

히고 부재의 산지를 규명하 으며, 이를 근거로 석탑의

초음파물성분석을실시하여풍화도를평가하 다. 재질

분석은 석탑에서 박락되어 떨어져 나온 암편과 주변 암

반에서 채취한 암석을 이용하여 편광현미경 관찰 및 X-

선회절분석을실시하 다. 이중편광현미경은Carl Zeiss

사의Axiotech 100HD/Progress 3012 편광/반사겸용현미

경을 이용하여 암석의 광물학적 및 조직적 특징을 관찰

하 다. X-선 회절분석은 MAC Science제 M18XAHF22를

활용하여 조암광물의 정 한 동정을 수행하 고, 타겟

으로 사용된 X-선은 CuKα이며 양극의 가속 전압 및 필

라멘트의전류는각각40kV와100mA이다.

석탑과주변암반의미세자화강도와방사선량을측정

하기위해전암대자율과감마스펙트로미터를측정하 다.

대자율 측정기는 ZH Instruments사의 SM30 모델이고,

대자율의단위는10-3 SI unit으로표기하 으며감마스펙

트로미터기는 GRM-260을 사용하 다. 또한 이 석탑의

구성부재와 기원암에 관한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을 비교

하기위해화학분석을수행하 다. 주성분원소화학분석

은RIX 2100 모델의X-선형광분석기(XRF)를이용하 으

며, 미량및희토류원소는유도결합아르곤플라즈마질

량분석기(ICP-AES, ICP-MS)와 중성자 방사화분석기

(INAA)를 이용하여 정량하 다. 분석결과는 분석과정에

서필수적인신뢰도측정을이용하여평가하 다.

한편 재질의 강도 추정을 통한 정량적 풍화도를 산출

하기위해비파괴진단기법중하나인초음파속도를측정

하 다. 측정조건은UTREXTX(RX)54㎑탐촉자와고무찰

흙 접촉매질, 탐사방법은 간접전달방법, 탐사거리 20cm

로 설정하 다. 초음파속도를 이용한 풍화 지수와 등급

의산출은추정산지의신선한암석을기준으로설정하고

석탑의 풍화도를 평가하 다. 먼저 측정값을 석탑의 입

면도에 투 하여 전체적인 풍화도를 파악하 으며 풍화

도에 따라 부재를 분류하여 평가하 다. 여기에 사용된

그림 1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위치 및 현황 a.석탑의 전경과 위치 b.5층 탑신의 박리박락과 입상분해 c.1층 탑신의 흑색 및 갈색 변색 d.기단부의 각 면과 모서리에 발생
한 부재의 불균형(이격) 

b c d

국보 제 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위치 및 주변지형a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의성읍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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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는 국CNS FARNELL사의Mode PUNDIT Plus이며,

측정된 자료는 2D 모델링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

하 다.

재질특성및산지해석

1. 암석 및 광물학적 특성

의성탑리리오층석탑은응회암류를사용하여축조하

으며 기단부에 세립질 화강암이 혼용되었다. 응회암

류는 크게 유문암류 계열의 용결응회암, 라필리응회암

과 응회각력암으로 구분된다. 이 중 유문암류 계열의 응

회암들은 암녹색 내지 녹회색의 유리질 기질에 K-장석

과 석 의 반정, 압축 신장된 피아메, 소량의 암편 등으

로구성되어있다<그림2a>. 유문암질응회암은전체부

재의 90.3%(178개)을 점유하며 암편의 크기는 1mm 이

하에서10cm에달한다. 이암석은부분적으로분급이양

호하고층리를가진다.

응회각력암은 석 , 장석과 부석편을 함유하는 응회

질 기질에 직경 수 mm에서 수십 mm에 달하는 원상 내

지각상의유문암, 현무암, 셰일이각력으로구성되어있

다. 각력은 암석 전체 조성의 약 25~80%를 차지하며 기

질과 서로의 물성이 달라 풍화가 진행될수록 석탑의 원

암에서 분리 및 제거되어 공동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

다<그림2b>. 세립질화강암은과거보수공사시대체된

그림 2 석탑의 암석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 a.암녹색내지 녹회색의 유리질 기질에 K-장석과 석 의 반정, 암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문암질 응회암 b.다량의 각력과 공동이
발달한 응회각력암 c.기단부 우주에 대체석으로 사용된 세립질 화강암 d·e.석 (Qt), K-장석(Sd), 흑운모(Bt) 등의 반정과 압축 신장되어 있는 부석편, 유리 샤아드(S)가 관찰되는
유문암질응회암 f.주요 구성부재인유문암질응회암의 X-선 회절분석결과 g.석탑 구성부재의전암대자율측정결과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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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며 주로 기단부의 우주와 상대갑석에 사용

되었다<그림2c>.

석탑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암석인 유문암질 응

회암의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석 , K-장석, 정장석, 흑

운모의 반정과 유문암의 암편, 이들 사이에서 압축 신장

되어 있는 부석편과 유리 샤아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d, 2e>. 석 은장경1~2.5mm 뚜렷한육각형의자형또

는심하게융식되어있으며, K-장석은장경1~5mm의자

형또는결정편으로관찰된다.

흑운모는기질내에소규모의굴곡된얇은조각상이나

파편상으로서나타나며유리샤아드는탈유리화되어부

분적으로 실리카의 구과와 장석을 함유하고 있다. 기질

은 압축 신장되고 탈유리화된 부석편과 유리 샤아드로

구성되어 있다. 유문암질 응회암의 X-선 회절분석 결과,

석 , 사장석, 정장석, 흑운모, 각섬석 등의 조암광물이

동정되어편광현미경결과와일치한다<그림2f>.

석탑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재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 다. 전암대자율은 암석과

광물의 전체 미세자화강도를 구분하기 위해 응용된 암

석학 연구의 한 수단으로 암석의 성인과 환경에 따라 측

정값에 차이를 보이며 동일 마그마에서 생성된 암석들

은 대부분 유사한 대자율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최근에는석조문화재구성부재의원산지해석

과풍화도분석에활용되기도하 다(좌용주외2006; 이

찬희 외 2007; 이명성 외 2009; 2010; 조 훈 외 2011;

Uchida et al. 1998).

전암대자율 측정은 석탑의 모든 부재를 대상으로 실

시하 다. 그 결과, 유문암질 응회암의 대자율은

0.03 ~3.27(×10-3 SI unit)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은

0.74(×10-3 SI unit)로 나타났다. 응회각력암의 대자율은

0.32~2.00(평균 0.91×10-3 SI unit)로 유문암질 응회암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립질 화강암의 대자

율은 3.86~7.07(평균 5.17×10-3 SI unit)로 응회암류보다

는 높은 대자율 분포를 보인다<그림 2g>. 이는 석탑을

구성하는 응회암류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마그마에서

생성된 것을 의미하나, 대체석으로 사용된 화강암은 수

급해왔던장소와시기에차이가있음을추정할수있다.

2. 산지탐색 및 동질성 분석

석조문화재의 채석산지 해석은 석재의 공급지를 추적

하여문화재를제작하는데이용한원료의이동경로를추

적하는 연구로 제작당시 지역간의 기술수준, 교역관계

및 사회적 변동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

료이다. 또한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보존처리 및 복원용

석재의선정을위한과학적증거자료로활용되고있으며

석재의공급지를추적하여석재의원산지를밝히는연구

는 현재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조기만과 좌용주 2005;

양희제외2006; 이찬희외2007; 이명성외2009; 2010).

앞서석탑구성암석은야외정 조사와실내연구를통

해 유문암질 응회암임을 확인하 다. 석탑이 위치한 금

성면 일대에는 기반암인 백악기의 퇴적암층과, 이를 부

정합으로 덮고 있는 화산암층 및 이들을 관입하고 있는

관입유문암과 암맥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a>. 이 일

대에서 화산암류는 금성산을 중앙부로 비봉산-금성산체

를구성하며, 최대층후는약400m이다(윤성효1993; 장기

홍외1981). 따라서석탑의주구성암석인유문암질응회

암의산지추정을위해서인근금성산을중심으로암석의

지질학적 분포양상을 조사하고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여

광물학적및암석학적분석을수행하 다<그림3b>.

먼저금성산일대에분포하는유문암질응회암을대상

으로 야외 정 조사와 노출된 노두 암석을 대상으로 전

암대자율과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을 수행하 다. 감마

스펙트로미터 측정은 암석과 토양 내의 K, U, Th의 함량

과 전체 감마선의 활동도를 얻기 위해 사용되며 동성분

의 재질에서 K, U, Th의 함량이 유사한 특징이 있다. 금

성산 일대에 분포하는 노두를 관찰한 결과, 유문암질 응

회암으로 규명된 석탑의 구성암석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종류의암석임을확인하 다<그림3c, 3d>.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모든 금성산 조사지역에서

0.03~3.32(평균 0.94)의 값을 보이며, 석탑의 대자율 값인

0.03~3.27(평균 0.74)과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의성탑리리오층석탑을구성하는암석과

금성산 일대유문암질 응회암이 성인적으로 동일한 과정

에서생성된것을간접적으로지시하는것이다<그림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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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석탑 일대의 암석분포와 조사지역의 노두 산출상태 a.의성 금성면 일대 지질도(장기홍 외 1981) b.석탑에서 바라본 금성산 전경 c·d.금성산 일대 유문암질
응회암 노두의 산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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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석탑과 금성산 일대 분포하는 암석의 전암대자율(a) 및 감마스펙트로미터(b)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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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금성산 유문암질 응회암의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 a.유리질 기질에 K-장석과석 의반정, 소량의 암편등으로구성된유문암질응회암 b.K-장석(세니딘),
흑운모의 반정과 압축 신장되어 있는 유리 샤아드 c.금성산 유문암질 응회암의 X-선 회절분석 결과 d.TAS(total alkalis-silica) 성분도와 SiO2-(Zr/TiO2×0.001) 분류도
e.석탑과 금성산 유문암질 응회암의 주성분, 희토류, 호정 및 불호정원소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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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은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 한 지점에 대해 3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 다.

측정 결과, 석탑과 금성산 암석에서 K(%)에 비해

eU(ppm), eTh(ppm)값은다소넓은분포를보인다. 금성

산 암석의 K, eU, eTh 측정값은 석탑의 값보다 일부 높

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석탑과 동일한 분포 범위를 갖는

다<그림 4b>. 이를종합하면, 금성산의유문암질응회암

은 석탑 구성암석의 전암대자율과 감마스펙트로미터 측

정값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어, 양자 간 유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금성산일대에서시료를수습하

여 암석기재적 특징과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 다. 금성산일대에분포하는유문암질응회암은

유리질 기질에 K-장석과 석 의 반정, 압축 신장된 피아

메, 소량의 암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석탑의 주구성암

석과 동일한 암석학적 특징이 확인되었다<그림 5a>. 편

광현미경관찰에서도석 , K-장석(세니딘), 흑운모의반

정과 압축 신장되어 있는 부석편과 유리 샤아드가 되었

다<그림 5b>. 또한 이 시료를 대상으로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탑과 동일하게 석 , 사장석, 정장석, 흑

운모등이검출되었다<그림5c>.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과 금성산 구성암석인 유문암질 응

회암의 지구화학적 특성과 상호간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주

성분, 미량 및 희토류 원소의 정량 화학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토대로 석탑과 금성산 암석의 구성원소를 활용하여

TAS(total alkalis-silica) 성분도와 Zr과 Ti를 이용한 SiO2-

(Zr/TiO2×0.001) 분류도에 도시해 본 결과, 두 암석은 비알

칼리계열인 유문암 역에 도시되었다<그림 5d>. 또한 주

성분, 희토류, 호정및불호정원소를각각화강암의평균함

량(Nockolds and Allen 1954), 원석의 초생치(Taylor and

McLennan 1985), 원시의 맨틀조성(Pearce 1983)으로 표준화

하여원소의상대적인증감과진화경향에따른동일기원의



77 Lee, Myeong Seong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재질특성과 초음파 물성진단

여부를판단하 다.

각 암석의 주성분원소를 표준화시킨 결과, 석탑과 금성

산의구성암석은부화와결핍양상이유사하나석탑시료의

P2O5는 금성산 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화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석탑 전체에 발생되어 있는 흑색변색(표면

오염물)의 향으로 판단된다. 희토류원소에서도 두 암석

은 서로 유사한 거동특성을 보이나 금성산 시료가 석탑시

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화된 경향을 보인다. 또한 호정 및

불호정원소에서도두암석의표준화값은거동경향이매우

잘일치한다<그림5e>. 이처럼구성원소의상대적호정성과

불호정성이 각 암석별로 거의 동일한 경향을 갖는다는

것은 유사한 분화과정을 겪은 암석임을 지시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비파괴물성진단

1. 풍화 및 훼손 상태

현재 석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련의 물리적 및 기계

적 풍화작용을 겪고 있으며 주변의 환경적 변화가 더해져

전체적으로 구조적 불균형이 유발되었다. 특히 석탑은

지반의 약화에 따른 기단부 부재의 배불림 현상과 서로

어긋난이격이잘나타나고있다<그림6a>. 이는석탑전체

에 구조적 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초음파 물성분석을 통한 석탑 부재

의 표면물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고 구조모니터링과

정 훼손도진단은다음연구에종합하기로하겠다.

석탑에서 나타나는 주요 물리적 풍화현상은 균열, 탈

락, 박리박락, 입상분해, 부재간 이격, 정동 등 이다. 균

열은 수 mm에서 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이로 나타

나며방향은크게수직, 수평, 대각선이나대부분층리를

따라수평균열이다수발달하 다<그림6b>. 현재이균

열들은 석탑의 구조적 문제와 암석특징에 따라 향후 지

속적으로 발달하여 부재의 강성 저하와 구조적 불균형

을유발할수있으므로시급한보존처리가필요하다.

이 석탑에서 중요한 훼손요인 중 하나는 박리박락으

로 기단부와 4층 및 5층 부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크기로

진행되고 있다<그림 6c>. 이 외에도 일부 옥개석과 기단

부의 모서리에는 자연적 및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

한 파단면을 가지며 괴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탈락 현상

도 관찰된다. 또한 석탑의 표면은 유리질 화산암의 파편

인 부석과 암편이 빠져나간 공극을 쉽게 관찰되며 이 공

극은수㎜이하부터수㎝이상까지매우다양한크기로

그림 6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풍화 및 훼손 현황 a.기단부 배불림 현상 b.옥개석에 발달한 수평 및 수직 균열 c.옥개석 하부의 박리박락 d,동측면 기단면석의 흑색변색
e.4층 및 5층 부재의 훼손현황 f.옥개석 상부의 엽상 및 고착 지의류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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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석탑은 표면변색에 따른 화학적 훼손이 심각하며 오

염물의 성분 및 색도, 피복정도에 따라 흑색, 갈색, 백색

변색으로 분류된다. 흑색변색은 탑 전면에 걸쳐 나타나

고 있으며 특히 1층 탑신의 전면 및 동측면 기단면석 일

부에서가장뚜렷이관찰된다<그림6d>. 갈색변색은황

갈색, 적갈색 변색으로 구분되며, 황갈색 변색은 기단

부 및 2층과 3층 옥개석의 일부와 탑신에서 관찰되며

적갈색은 4층과 5층 탑신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그림

6e>. 백색변색은 적갈색 변색과 동시에 관찰되어 4층과

5층 옥개석에서는 강수의 유동흔적을 따라 수용성 염

등이관찰된다.

석탑에는 이미 생물종의 천이로 인하여 다양한 식물

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사면 전체에 걸쳐 지의류, 선태

류, 초본식물및조류분비물이피복되어있다. 특히각층

의 옥개석 상부에는 전면에 걸쳐 고착 및 엽상 지의류가

피복되어 있으며 이들은 매우 단단한 피각물질로 암석

표면에 고착되어 박리박락 등의 물리적 풍화 및 변색을

유발하여 석탑의 복합적인 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다<그

림 6f>. 석탑은 옥개석 상부가 강수의 향으로 풍화도

가 높고 생물학적 피해가 심하며 북측면과 서측면에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 및 생물학적 풍화정도가 상대적

으로높다.

2. 초음파탐사 조건 및 풍화등급 설정

현재 석조문화재의 비파괴진단 역 중에서 가장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초음파탐사는 현장성, 휴대

성 및 안정성과 더불어 측정 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

아 석조문화재의 물성을 비파괴적으로 평가하는데 많

이 사용되고 있다(최희수 외 2006; 이선명 외 2007; 조

훈 외 2008; Fitzner and Heinrichs 2004). 그러나 초음파

탐사는 측정자에 따라 탐사방법 및 조건이 조금씩 상이

하고 조사목적의 구별 없이 동일한 검사법을 적용하기

도하여일부데이터의신뢰도가부족한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물성

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이찬희 외(2009)에 의해 실시

된 초음파탐사 신뢰도 검증 실험 결과를 토대로 탐사조

건을 설정하 다. 우선 이 석탑에 적합한 탐촉자는 CNS

Farnell사의 UTREXTX(RX)54㎑ 탐촉자와 고무찰흙 접촉

매질을 사용하 으며, 탐사방법은 간접전달방법, 탐사

거리 20cm로 설정하 다. 또한 간접전달방법과 직접전

달방식으로 측정된 초음파속도를 보정하여 사용하

다. 석탑의 초음파속도 측정은 남측면 325지점, 동측면

317지점, 북측면 324지점, 서측면 314지점에 대해 실시

하 다.

Illiev(1967)는 신선한 암석과 풍화된 암석의 초음파속

도 변화비율에 기초하여 풍화단계별로 풍화도지수(K)

의 범위를 제안하 다. 그러나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구성암석인 유문암질 응회암은 다른 암석에 비해 생성

당시부터 물성이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석탑의 정량적인 물성을 파악하기 위해 앞장에서 언급

한 석탑 부재의 산지인 금성산의 신선한 암석을 대상

으로 기준 초음파속도와 풍화등급을 산출하고<표 1>,

이를 통해 탑리리 오층석탑 구성암석의 물성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고 축조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풍화정도를

파악하 다.

3. 물성진단 및 풍화등급 선정

앞에서설정한탐사조건에따라의성탑리리오층석탑

의 초음파탐사를 실시하여 일차적으로 초음파속도를 획

득하 고, 이를 각 방위에 따라 등고 도선 방식으로 투

하여 전체적인 풍화경향을 규명하 다. 또한 각 방위

별 초음파속도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각각의 풍화등급을

결정하 다. 우선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각 방위별 초

음파속도 분포를 살펴보면, 남측면의 초음파속도는

322~3,247㎧ 범위로 평균 초음파속도는 2,147㎧로 나타

났으며, 동측면은 355~3,185㎧ 범위로 평균 2,234㎧로

산출되었다.

또한 북측면은 313~3,891㎧ 이내에서 2,216㎧의 평균

초음파속도를보이며, 서측면의초음파속도는최소266㎧

에서 최대 3,361㎧로 계산되었고, 평균 초음파속도는

2,144㎧로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북측면과서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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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범위의 초음파속도를 나타냈고, 평균 초음파속

도는 서측면에서 가장 낮은 값으로 산출되나 모든 방

위에서 평균적으로 중간 풍화된 단계(MW)의 물성을

가지고있다<표2>.

이러한초음파속도를석탑의각방위별입면도에투

하여 전체적인 풍화도를 분석하 다<그림 7>. 분석

결과, 남측면은3층탑신및옥개석의모서리와5층탑

신이 상대적으로 물성이 취약하 으며, 동측면은 5층

탑신과옥개석에서저속도대가관찰된다. 북측면은기

단면석, 3층및5층탑신의모서리가낮은강도로확인

되며서측면은2층옥개석, 3층옥개석하부의모서리,

4층옥개석의상부, 5층탑신의양모서리등비교적많

은지점에서저속도대가확인되었다. 이처럼상대적으

로 물성이 취약한 지점들은 균열과 박리, 입상분해가

존재하는지점으로확인되었다.

금성산 유문암질 응회암의 신선한 초음파속도를 기

준으로 풍화도지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방위는 약간

풍화된 단계(SW)부터 현저히 풍화된 단계(CW)까지

넓은 범위를 나타내었다. 특히 모든 방위의 물성은 대

부분중간풍화된단계(MW)인3등급과상당히풍화된

단계(HW)인4등급에집중분포하 고, 부분적으로약

간 풍화된 단계(SW)인 2등급과 현저히 풍화된 단계

(CW)인5등급이확인되었다<그림8>.

풍화등급별 정량적인 점유율로 살펴보면, 남측면은

2등급 9.2%, 3등급 53.9%, 4등급 32.9%, 5등급 3.9%로

나타났고, 동측면은 2등급 5.1%, 3등급 62.0%, 4등급

29.1%, 5등급 3.8%로 산출되었다. 북측면은 2등급

4.5%, 3등급 62.5%, 4등급 22.7%, 5등급 10.2%이며, 서

측면은 2등급 6.0%, 3등급 51.2%, 4등급 31.0%, 5등급

11.9%로 서측면은 다른 방위에 비해 5등급의 비율이

높게나타났다<그림8>. 전반적으로암석의물성은남

측면과서측면이낮았고, 서측면은박리및균열, 입상

분해에의해5등급의점유율이높게나타났다. 북측면

과 서측면은 5등급이 각각 10.2%, 11.9%로 다른 방위

와는달리 5등급의부재가많이확인되었다.

풍화도지수를 부재별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풍화등

급을 평가한 결과, 남측면은 방위별 중복부재를 포함

하여 2등급 7개, 3등급 41개, 4등급 25개, 5등급 3개의

부재가나타났다. 동측면은2등급4개, 3등급49개, 4등

급23개, 5등급3개이며, 북측면은2등급4개, 3등급55

개, 4등급 20개, 5등급 9개, 서측면은 2등급 5개, 3등급

43개, 4등급 26개, 5등급 10개로 대부분의 부재가 3등

풍화등급 풍화도지수(K)
초음파속도

화강암 유문암질 응회암

1 Fresh(F) 0 > 5,000 > 3,500

2 Slightly weathered(SW) 0~0.2 4,000~5,000 2,800~3,500

3 Moderately weathered(MW) 0.2~0.4 3,000~4,000 2,100~2,800

4 Highly weathered(HW) 0.4~0.6 2,000~3,000 1,400~2,100

5 Completely weathered(CW) 0.6~1.0 < 2,000 < 140

표 1 초음파속도를 이용한 화강암과 유문암질 응회암의 풍화도 분류 기준

위치 남측면 동측면 북측면 서측면 평균

최소 322 355 313 266 314

최대 3,247 3,185 3,891 3,361 3,421

평균 2,145 2,234 2,216 2,144 2,185

등급 MW MW MW MW MW

표 2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방위별 초음파속도와 풍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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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서4등급으로나타났다.이중현저히풍화된단계

인5등급부재는북측면과서측면에서가장많았으나,

일부 단일부재에서 방위에 따라 물성차이가 보이기도

한다. 이는석탑의구조적불균형에따른균열및박리,

입상분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

합하면,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구성석재의 물성은 신

선한응회암을기준으로했을때2등급에서5등급까지

넓은범위를나타내고있으나대부분은3등급과4등급

에집중되고있고, 평균물성은3등급으로확인된다.

보존과학적고찰

석탑에 발생하고 있는 주요 손상은 암석 자체의 취약

한물성, 균열, 박리및박락등에의한물리적훼손, 변색

및생물학적오염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한것으로

판단된다. 특히이러한훼손요인들은독립적으로작용하

여 풍화를 유발시키기도 하나 상당부분에서는 복합적으

로 작용하면서 석탑의 손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석탑

의 일차적인 훼손요인은 구성암석인 유문암질 응회암의

그림 7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초음파속도를 이용한 2D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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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풍화도지수 분포도와 풍화등급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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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물성이다. 이 암석은 유리질 기질과 암편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의 물성이 많이 달라 물

리·화학적풍화가진행될수록다양한크기의공극이발

생한다.

석탑구성석재의강도는금성산의신선한응회암을기

준으로 했을 때, 2등급에서 5등급까지 넓은 범위를 나타

내고 있으나 대부분은 3등급과 4등급에 집중되고 있고,

평균 물성은 3등급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저히 풍화된

단계인 5등급 부재는 북측면과 서측면에서 가장 많으며

이 부재들은 손만 대도 부스러질 정도로 이미 토양화가

진행되어어떠한보존처리도효과를발휘하기곤란한상

태이다. 따라서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용 충진제, 강화제

및 표면처리제로 보강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재에

대해서는 석탑부재의 원산지로 해석된 장소에서 동일한

암석으로교체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은 표면 박리·박락과 균열 등

물리적 훼손이 심각하며, 일부 지점에서는 박리가 진행

중에있다. 또한석탑전면에걸쳐표면오염물에의한흑

색 및 갈색 변색이 관찰되며 옥개석 상부를 중심으로 다

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 훼손도 진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석탑의 보존처리

(세정, 접착 및 보강)와 일부 부재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에는 자문회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이후에도계속적인보존관리가절실히요구되며,

특히 보존대책이 실시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평가 및 향

후의 구보존을위한정기적인모니터링은필수적이다.

우선석탑구성석재의표면박리·박락은현재까지도계

속진행중에있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향후보강이완

료될지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며 정기적인 사

진촬 및 조사를 통하여 보존상태의 이상을 파악하고,

계속적으로 주변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재의 관리에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문화재를

지킬수있는가장좋은방법이다.

결론

1.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주구성암석은 유문암질 응

회암이며 소량의 응회각력암과 대체석인 세립질 화

강암이혼용되었다. 유문암질응회암은유리질기질

에 K-장석과 석 의 반정, 압축 신장된 피아메, 소량

의 암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물학적 특성 분

석 결과, 석 , K-장석(세니딘), 정장석, 흑운모의

그림 9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부재별 풍화등급(신선한 응회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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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과 유문암의 암편, 이들 사이에서 압축 신장되

어있는부석편과유리샤아드가관찰된다.

2. 석탑이 위치한 금성면 일대에서 화산암류는 금성산

을중앙부로점하여분포하고있으며금성산의유문

암질 응회암은 석탑의 전암대자율과 감마스펙트로

미터 측정값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어, 양자

간 유사성이 인정된다. 또한 암석 및 광물학적 특징

과 주성분, 희토류, 호정 및불호정 원소의지구화학

적 거동특성에서도 두 암석은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3. 의성 탑리리 석탑은 균열, 박리박락 등과 같은 물리

적 손상과 변색 및 생물학적 오염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초음파 물성진단 결

과, 전반적으로 북측면과 서측면에서 넓은 범위의

초음파속도를 나타냈고, 평균 초음파속도는 서측면

에서가장낮은값으로산출되었다.

4. 금성산의 신선한 유문암질 응회암의 초음파속도를

기준으로 풍화도지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방위는

약간풍화된단계(SW)부터현저히풍화된단계(CW)

까지 넓은 범위를 보이나 대부분 중간 풍화된 단계

(MW)인 3등급과 상당히 풍화된 단계(HW)인 4등급

에 집중 분포한다. 암석의 물성은 남측면과 서측면

이낮았고, 서측면은박리 및균열, 입상분해에 의해

5등급의점유율이높게나타났다.

5.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은 일부 원형을 알아 볼 수 없

을 정도로 표면풍화가 심각하며, 석탑 전면에 걸쳐

표면오염물에 의한 흑색 및 갈색 변색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 훼손도 진단과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필요하며, 향후석탑의보존처리(세정, 접착및

보강)와 일부 부재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충분

한논의과정을거쳐수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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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Characteristics and Ultrasonic Velocity
Diagnosis of the Five-storied Stone Pagoda in
Tamni-ri, U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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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iseong Tamni-ri Five-storied Stone Pagoda is composed of andesitic tuff and partially combined with tuff breccia
and fine-grained granite. The andesitic tuff is identical to basement rock of Geumseongsan Mountain based on
lithological, mineralogic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The pagoda has suffered physical weathering such as crack
and scaling, discoloration and biological colonization with complex reaction. Expecially, dark gray and brown
discoloration appeared whole over the surface of the pagoda, and three to five-layered exfoliation and granular
disintegration dominantly occurred in the fourth and fifth roof stones. It is assuming that the stone elements of the
pagoda are evaluated as third to forth grades (average third grade) of weathering compared to fresh rock in
Geumseongsan Mountain. The physical strength of the stone elements shows low values in the south and west sides of
the pagoda that corresponds high weathering degree of the west side due to exfoliation, crack and granular
dis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pagoda for precise deterioration assessment, monitoring and
conserv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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